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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업데이트 요약

3

Security Magazine
공지 번호
MS16-095

8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업데이트 요약
공지 제목 및 요약

Internet Explorer용 누적 보안 업데이트(3177356)

최대 심각도 및

다시 시작 요구

취약점 영향

사항

긴급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Internet Explorer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이 원격 코드 실행
중에서 가장 심각한 취약성은 사용자가 Internet Explorer를 사용
하여 특수 제작된 웹 페이지를 볼 경우 원격 코드 실행을 허용
할 수 있습니다. 이 취약성 악용에 성공한 공격자는 현재 사용자
와 동일한 사용자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관리
자 권한으로 로그온한 경우 공격자가 영향받는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자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데
이터를 보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모든 사용자 권한이 있는
새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MS16-096

Microsoft Edge용 누적 보안 업데이트(3177358)

긴급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Edge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이 원격 코드 실행
중에서 가장 심각한 취약성은 사용자가 Microsoft Edge를 사용
하여 특수 제작된 웹 페이지를 볼 경우 원격 코드 실행을 허용
할 수 있습니다. 이 취약성 악용에 성공한 공격자는 현재 사용자
와 동일한 사용자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더 낮은
사용자 권한을 가지도록 구성된 계정의 고객은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보다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MS16-097

Microsoft 그래픽 구성 요소용 보안 업데이트(3177393)

긴급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 Microsoft Office, 비즈 원격 코드 실행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음

니스용 Skype 및 Microsoft Lync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이 취
약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특수 제작된 웹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특수 제작된 문서를 열 경우 원격 코드 실행이 허용될 수 있습
니다. 시스템에서 더 낮은 사용자 권한을 가지도록 구성된 계정
의 사용자는 관리자 권한으로 작업하는 사용자보다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MS16-098

Windows 커널 모드 드라이버용 보안 업데이트(3178466)

중요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권한 상승
이러한 취약성으로 인해 공격자가 영향받는 시스템에 로그온하
여 취약성을 악용하고 영향받는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특수
제작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권한 상승이 허용될 수 있
습니다.

MS16-099

Microsoft Office용 보안 업데이트(3177451)

긴급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Office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이 원격 코드 실행
중에서 가장 심각한 취약성은 사용자가 특수 제작된 Microsoft
Office 파일을 열 경우 원격 코드 실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성 악용에 성공한 공격자는 현재 사용자의 컨텍스트
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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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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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업데이트 요약

공지 번호

공지 제목 및 요약

최대 심각도 및

다시 시작 요구

취약점 영향

사항

권한이 적게 구성된 계정의 고객은 관리자 권한으로 작업하는
고객에 비해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MS16-100

보안 부팅용 보안 업데이트(3179577)

중요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보안 기능 우회

다시 시작해야 할
필요 없음

이 취약성으로 인해 공격자가 영향받는 부팅 관리자를 설치하고
Windows 보안 기능을 우회하는 경우 보안 기능 우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MS16-101

Windows 인증 방법용 보안 업데이트(3178465)

중요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에서 발견된 다양한 취약 권한 상승
성을 해결합니다. 더 위험한 취약성으로 인해 공격자가 도메인에
연결된 시스템에서 특수 제작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권한
상승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MS16-102

Microsoft

Windows

PDF

라이브러리용

보안

업데이트 긴급

(3182248)

원격 코드 실행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음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에서 발견된 취약성을 해
결합니다. 이 취약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특수 제작된 PDF 콘텐
츠를 온라인으로 보거나 특수 제작된 PDF 문서를 열 경우 원격
코드 실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취약성 악용에 성공한 공격
자는 현재 사용자와 동일한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자가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온한 경우 공격자가 영향받는 시스템
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자가 프로그램을 설치
하거나, 데이터를 보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모든 사용자
권한이 있는 새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MS16-103

ActiveSyncProvider용 보안 업데이트(3182332)

중요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에서 발견된 취약성을 해 정보 유출
결합니다. 이 취약성은 Universal Outlook이 보안 연결을 설정하
지 못할 경우 정보 유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는 심각도 순으로 요약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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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다시 등장한 고지 멀웨어, 암시장 분업화
힘입은 듯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랜섬웨어, 이제는 패키지로 움직인다
앞으로는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것뿐만 아니라 악
성코드 추가 감염까지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은행권을 노리는 수많은 트로이목마들 중 고지
(Gozi)라고 하면 아마 가장 오래된 선배 중 하나
일 것이다. 최근 이 노장이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
고 다시 등장했다. 행동 특성 바이오메트릭 기술
과 고차원적인 웹 주입 기술이 바로 그것이며, 전
세계의 은행 및 금융 기관들을 타격 중에 있다고
한다.

한 보안업체는 랜섬웨어 및 각종 광고-클리커 감
염의 시작이 되는 ‘네머코드(Nemucod)’ 다운로더
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네머코드는 대표적인 랜섬웨어 다운로더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으나, 광고-클리커 악성코
드인 코브터(Kovter)를 다운로드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랜섬웨어 감염 등
악성 다운로더를 이용한 공격 형태가 피해자에게
최근의 고지 공격이 활발히 발생하는 곳은 스페인,

랜섬웨어 뿐만 아니라 광고-클리커 등 추가 악성

폴란드,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다. 이 공격

코드를 포함하는 악성코드 패키지로 제공하는 형

을 분석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지 운영자들이 새

태로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추

로운 기술을 들고 나오긴 했지만, 아직 완벽하지

가 악성코드는 랜섬웨어 활동에 대한 주의를 분산

는 않다고 한다. 그러나 곧 미국과 서유럽 등지로

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도 계속해서 퍼질 전망이라고도 했다.

한 보안업체는 “스크립트 수준의 다운로더 감염에

현재 이 멀웨어는 단축 URL 서비스를 활용해 모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다운로더

습을 감춘 악성 링크를 통해 스페인에서 퍼지고

가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있으며, 워드프레스(WordPress) 사이트들이 특히

추가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이 당했다고 한다. 아직 스페인 ‘기업’들이 많이

피해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는 주로 랜섬

당하진 않았는데, 폴란드와 일본의 경우는 피해

웨어 다운로드에 많이 이용되었지만, 이번에 발견

규모가 작지 않다고 전달되고 있다. 캐나다, 이탈

된 광고-클리커 및 스파이웨어 이외에도 다양한

리아, 호주에서는 주로 표적형 공격이 발생했고,

악성코드 감염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해당 공격이 발견된 서버들은 전부 비활성화 된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상태다.
출처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1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1

620&kind=1

613&kin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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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유포자들에게 인기 3순위인 한
국...록키 재유포
록키(Locky) 랜섬웨어가 또 다시 대량으로 유포되
기 시작했다.
한 보안업체가 이달 들어 록키 랜섬웨어를 유포하
는 대량의 이메일 공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
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해당 랜섬웨어
유포 시도가 가장 많이 탐지된 국가였다.
이달부터 록키 랜섬웨어가 DOCM 포맷의 첨부파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해킹 침해 사고
미국 대선 둘러싼 해킹 또 해킹! 무슨 일
있었나
미국 대선에서 자꾸만 해킹 공격 소식이 들린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이 모두 당하고 있지만 공화
당을 겨냥한 공격은 대부분 도날드 트럼프 후보에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민주당 측을 향한 공격은
민주국가위원회(DNC)를 직접 타격하고 있다.

일을 통해 대량으로 유포되기 시작한 정황을 포착
했다. 이번 공격은 지난 3월에 이루어진 대규모
공격에서 변화된 공격기법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당시 록키 랜섬웨어는 일반적으로 자바
스크립트 기반 다운로더를 통해서 유포돼 시스템
을 감염시켰다. 이처럼 사이버 범죄자들은 랜섬웨
어를 이용하여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격방법을 변화시키고 또 감염 시도를 늘리고 있
다.
해당 공격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특히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가장 많이
공격에 노출됐다.

게다가 민주당 측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무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FBI의
수사를 받기도 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공개석상에서 러시아를 지목해 “클린턴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라”고 해 선거철은 더욱 소란스러워
지고 있다. DNC는 지난 주 FBI와 크라우드스트라
이크(CrowdStrike)가 공조하여 수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투표일이 아직 한참 남은 가운데, 앞으로도 미국
대선을 둘러 싼 해킹 공격 소식들은 계속해서 들
려올 것으로 보인다. 정말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러시아 해커들의 소행인 것인지, 어떤 목적을 가
지고 한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드러나며 어떤

한편, 록키 랜섬웨어가 급증한 데 반해 금융정보

충격을 대중들에게 선사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를 수집하는 트로이목마 ‘드라이덱스(Dridex)’의 유

보안 전문가들의 의견은 매우 다양하다. 게다가

포는 거의 중단됐다고 전해졌다. 이는 공격자들이

이런 뜨거운 키워드를 가지고 회사 및 제품 홍보

금융 트로이목마 보다 수익성이 좋은 랜섬웨어를

를 하려는 사람들도 이 판에 뛰어든다. 실제 도움

활용하면서 최근 사이버 범죄 트렌드가 변화하고

이 되는 분석내용을 찾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처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1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1

390&kind=&sub_kind=

622&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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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또 출몰한 킴수키… 北, 외교·안보 인사

세계 최강 해킹 조직이 해킹 당해?..미

90명 이메일 공격

NSA 해킹조직 해킹 당해

북한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교수 등 우

러시아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이 미국 국가안보국

리 외교·안보 인사들의 이메일 계정 56개가 해킹

(NSA·National Security Agency)과 관련한 곳으로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의 해킹 도구를 역해킹해 온라

수원)을 해킹한 북한 해킹조직이 벌인 일로 추정

인에 공개, 미국 정부와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됐다.

시스코 등은 즉각 패치 제품을 내놓았고, 미 정부
도 사건 조사에 나서는 등 초긴장한 모습을 보였
다. 공공연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세계 최강이라
할 수 있는 NSA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곳을 해
킹했다는 점에서 파장을 낳았다.

대검찰청은 북한 해킹조직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지난 1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총 27개의 피싱
사이트를 개설해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물론 북
한 관련 연구소 종사자들의 56개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탈취했다고 1일 밝혔다.
해킹조직은 먼저 피싱 사이트를 만들었다. 이후
각 기관의 보안담당자를 가장해 해당 기관 종사자
들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됐으니 확인 바란다”는
이메일을 전송하여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90
개 이메일 계정 가운데 56개의 비밀번호를 빼냈
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한수원을 해킹한 북한 해
킹조직이라고 추정했다. 한수원 사건 당시 발견된
‘킴수키(Kimsuky)’ 악성코드도 발견됐고, 사용된 인
터넷 프로토콜(IP)도 같았다. 이외에도 보안 공지
를 위장한 피싱 이메일의 내용, 피싱 사이트 웹
소스코드, 탈취 계정 저장파일 형식 등이 동일했
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쉐도 브로커스(Shadow Brokers)`라는 해커 조직이
지난 13일 온라인에 “이퀘이션 그룹에서 해킹한
파일을 공짜로 주겠다”는 글을 올려 미 정부와 업
계를 혼란에 빠트렸다.
한 컴퓨터 전문가는 경매 대상 파일이 “스노든 폭
로 때 자료를 재포장해 다시 판매하려는 것”이라
며 “몇몇 러시아인 심리 게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쉐도 브로커스가 추적이 쉬운 비트코인을 온라인
경매 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고려할 때 경매는 관
심 끌기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전문가
는 “러시아인이나 중국인이 NSA 해킹 도구를 단
순히 공개하려는 목적으로 사건을 꾸민 것”이라고
예측했다. 알려지지 않은 집단이 러시아 등을 위
해 일하는 해커를 가장해 일을 벌였다는 분석도
있다. NSA 직원이 실수해 해킹 도구를 유출했다
는 지적도 나왔다.

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

출처 :

597112&code=11131100&cp=nv

http://www.etnews.com/20160818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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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카드 리더기 통신 방식의 취약점 때문에
POS 위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IN 패드의 POS 간 통신 방
식 때문에 지불카드 데이터를 훔치는 것이 매우
간단하다는 사실을 한 보안업체의 전문가가 발견
했다. POS 시뮬레이터가 돌아가는 랩톱과 특수 소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오픈소스 코드 및 패키지 위협하는 철자
오류
개발자들이 보안에 더욱 유의해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생겼다. 바로 눈에 거의 띄지 않는 철자
오류를 통한 공격인 타이포스쿼팅(typosquatting)
이 코드 리포지토리를 겨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트웨어가 설치된 라즈베리 파이만으로 입증도
했다.

최근 정보 시스템을 전공하고 있는 한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위해 타이포스쿼팅과 관련된 실험을
현존하는 PIN 패드 기기들은 대부분 카드정보를
전송할 때 POS 시스템을 확인하지 않는다. 즉
PIN 패드는 자기가 전송하는 데이터가 도착하는
곳이 안전한 곳인지 아닌지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
는 것이다. 말 그대로 ‘기계적인 토스’만 하는 꼴.
그러니 누군가 POS 시스템과 PIN 패드 사이에 개
입될 수 있는 장비를 하나 구해 연결만 하면 이
취약점을 악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게다가 PIN 패
드와 POS 시스템 사이에 오가는 데이터는 대부분
암호화되어 있지 않다. 훔치는 것도 쉬운데, 훔칠
대상 자체에도 별다른 방비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 취약점은 자기 띠 방식이든 EMV 방식이든 구
분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자기 띠 방식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알려진 EMV 방식으로서는 ‘모양이 빠
지게’ 되었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1
435&kind=&sub_kind=

진행했다. 몇몇 코드 레지스트리에 패키지를 추가
하되 몇몇 패키지 이름의 철자를 일부러 틀리게
한 것이다. 얼마 후 1만 7천여대의 컴퓨터에서 진
짜 패키지가 아니라 이 철자 틀린 가짜 패키지가
실행되었다. 게다가 이 중 7천 5백여대에서는 관
리자 권한 내에서 스크립트가 실행되었다.
현대의 패키지 및 코드 레지스트리에는 해시 등의
기술들이 덧입혀져서 ‘이 코드는 무단으로 변경되
지 않았습니다’라는 걸 보장한다. 즉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뜻이다. 디지털 서명이나 특정
환경에서는 실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도 있다.
하지만 철자 몇 개 살짝 바꿈으로써 이 모든 최신
보안 기술이 무용지물이 된다.
외부로부터 온 코드를 보다 안전하게 확인하고 통
제할 수는 없을까? 이렇다 할 방법이 아직은 없다.
오픈소스 코드와 패키지의 안정성, 지금의 ‘빠른’
개발 풍토가 계속 지속되는 한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할 문제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1
475&page=1&kind=4

10

Security Magazine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해킹그룹, 시스코 ASA 제로데이 보안취

교육부 나이스 홈에듀에 심각한 보안취약

약점 공개해…주의

점, 타인 증명서 다운로드 가능해

해킹그룹 ‘Shadow Brokers’에서 시스코 ASA 소프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에

트웨어의 취약점을 공개했다. 공격자는 취약점에

심각한 보안취약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향 받는 네트워크 장비에 원격코드 실행 및 서

홈에듀 민원서비스 사이트에서는 졸업증명서, 학

비스 거부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해결 방

교생활기록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검정고시

안에 따라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ASA는 시스코에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 신

서 제작한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이다.

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

시스코 ASA 소프트웨어의 SNMP에서 발생되는

지만 간단한 코드수정만으로도 타인의 증명서를

버퍼오버플로우를 통해 원격코드 실행이 가능한

발급받을 수 있어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취약점(CVE-2016-6366)이다.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향을 받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Security

해당 취약점을 제보한 보안 전문가는 “아무런 해

Appliances / Cisco ASA 5500-X Series Next-

킹툴 없이도 간단한 조작만으로 다른 사람이 신청

Generation Firewalls / Cisco ASA Services Module

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서를

for Cisco Catalyst 6500 Series Switches and Cisco

발급받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됐다”며 “이

7600 Series Routers / Cisco ASA 1000V Cloud

번 취약점은 특정 코드만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

Firewall

Virtual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암호

Appliance(ASAv) / Cisco Firepower 9300 ASA

키를 난수로 부여하고 그 키를 가진 사람만 자신

Security Module / Cisco PIX Firewalls / Cisco

이 신청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안

Firewall Services Module(FWSM)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취약점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가 발표되

“아무런 해킹툴 없이도 간단한 조작만으로 다른

지 않아 패치가 발표 될 때까지 SNMP 서비스가

사람이 신청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불필요할 경우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됐

취약점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는 영향

다”며 “이번 취약점은 특정 코드만 확인하고 증명

받는 제품의 사용자는 SNMP Community string을

서를 발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유추하기 어렵게 변경 사용해야 한다. 또 기본 값

다. 암호키를 난수로 부여하고 그 키를 가진 사람

(public, private 등) 사용금지와 인가 된 IP에서만

만 자신이 신청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SNM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를 설

해야 안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Cisco

ASA

/

5500

Cisco

Series

Adaptive

Adaptive

Security

정해야 한다.

출처 :

출처 :

http://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

http://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

dxno=15382

dxno=1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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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위협
‘모바일 상품권 판매자’ 등치는 신종사기
주의!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미 전자투표기 해킹에 취약 우려
미국 전자 투표기 안전성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
랐다. 사이버 공격으로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에는 물건을 산 구매자가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2일(현지시각) 미국 공영방송 NPR과 정보기술(IT)

이제는 판매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구조로 금

전문매체에 따르면, 선거 단체를 중심으로 전자

융사기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투표기 보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대포통장 근절 대책 이후 고가의 제품이나 상품권
등을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터
넷 커뮤니티 등에서 상품권 판매자를 노린 금융사
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범은 ‘파밍’ 수법으
로 타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빼낸다.

최근 일리노이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주 등록유권
자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당하자 이를 즉각 폐쇄했
다. 애리조나 주도 미국 연방수사국(FBI) 해킹 경
고를 접한 뒤 등록유권자 관련 시스템을 닫았다.
지난 5월엔 한 보안 전문가가 플로리다 주 리카
운티 선관위 웹사이트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체포
됐다. 그는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서 선관위 시
사기범은 파밍 수법으로 피해자 A 씨의 금융정보

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밝

를 빼낸 뒤 온라인 상품권 직거래 사이트에서 실

혔다.

적이 좋은 이용자 B 씨의 아이디를 도용했다. 이

대다수 전자 투표기가 윈도XP 기반이어서 악성

어 상품권 판매자 C 씨에게 구매 의사를 밝히는

소프트웨어 방어에 취약하다고 전했다. 마이크로

메시지(쪽지)를 전송한 뒤 A 씨의 계좌에서 C 씨

소프트는 2014년 4월 윈도XP 보안 패치 배포를

에게 돈을 송금하면 C 씨가 입금 내역을 확인하

중단했다.

고 사기범에게 상품권을 전송하는 식이다.

델라웨어와 조지아,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포통장 없이도 타인의 금융계좌에 있는 돈을 빼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등 종이 투표지

내는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상품 가격보다

대조 지원 기능 없이 전자 투표 결과만을 그대로

더 많은 돈을 입금한 것처럼 판매자에게 허위문자

옮기는 DRE(Directing Recording Electronic) 투표

를 보내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은

기를 사용하는 주에선 해킹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

행 등 금융기관이 계좌이체 이후 보내는 문자 양

한다. 해당 지역에선 투표지 진위를 대조할 예비

식을 이용해 마치 실수로 상품 가격보다 더 많이

용 종이 투표지가 없어 해커의 집중 타깃이 될 수

입금한 것처럼 꾸며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있다.

출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
60804010319213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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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etnews.com/20160803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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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ATM기기 믿지 마세요” 카드정보

통신사, 사이버 범죄자들의 주요 공격 타

훔치고 금전탈취도…

깃

22일 보안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금전적인 요

사이버 범죄자들이 지하 경로를 통해 회사에 반감

소에 더욱 집착하는 해커 세력이 여전히 ATM의

을 가진 직원을 모집하거나 오픈소스에서 수집한

보안 취약점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불리한 정보로 직원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

히 동구권이나 구소련 지역은 물론 중국에 기반을

부자를 이용해 통신 네트워크와 가입자 데이터에

둔 해커들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ATM을 통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 탈취를 꾀하고 있다. 러시아 보안 업체는 한
보고서에서 해커들이 기존의 마그네틱 카드 정보
를 훔치던 '스키밍' 방식에서 진화해 ATM 시스템
을 직접 공격하는 악성코드 등 새로운 기법이 등
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는 전 세계의 네트워크, 음성, 데이터 전송
을 운영 및 관리할 뿐 아니라 방대한 양의 민감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 이득을 노
리는 사이버 범죄자와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아
표적형 공격을 실행하려는 해커는 물론 통신 경쟁
업체의 매력적인 표적이 된다.
이처럼 ATM이 공격 대상이 되는 이유는 중요도
에 비해 시스템 구성이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분석
이다. 운영체제(OS)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지
원이 끊긴 윈도XP를 사용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
은 데다, ATM 기기가 은행 중앙 인프라와 통신하
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XFS라는 표
준을 사용하면서 이 표준이 가진 취약점이 계속
해커들에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안 업계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ATM이나 신용카
드 사용 시 꼭 이상한 모양의 장치가 없는지 확인
하고, 결제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
용해 부정 사용이 의심되면 빨리 카드사에 신고하
고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신사
의 방어벽을 뚫고 공격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로
종종 내부자를 이용한다. 한 보안 전문가는 “인적
요소는 종종 기업 IT 보안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
이 되곤 한다. 공격자들이 내부자의 취약점을 거
리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보호 기
술 자체만으로 기업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업은 공격자의 입장에서 스
스로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면서
“회사 이름과 관련된 일자리 또는 관련 데이터의
일부가 지하 경로의 게시판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면 누군가 어디에서 그 회사를 노리고 있다는 뜻
이다. 이를 빠르게 파악할수록 더 현명하게 대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1

082302101560813001

623&kin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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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L로 돌아온 Locky 변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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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l 로 돌아온 Locky 변종 주의
□ 개요
CyptXXX에 이어서 두 번째로 dll 파일 형태로 동작하는 랜섬웨어가 등장했다. Locky 랜섬웨어의 변종으
로 Zepto로 확장자를 변경한다. 최근 국내에 유포되고 있어 사용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 내용
국내에 많은 피해사례를 낳았던 Locky 랜섬웨어가 최근 dll 파일로 유포되고 있다. 이는 CryptXXX 랜섬
웨어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으로 유포된 dll 파일 랜섬웨어이다.
발견된 Locky 랜섬웨어 변종은 기존의 Locky 랜섬웨어와 같이 스팸 메일에 첨부된 스크립트 파일을 통
하여 다운로드 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매크로 문서파일, JS, WSF, VBA 등 기존 유포
방식보다 다양한 첨부파일이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스크립트 파일이 실행되면 TEMP 경로에 랜덤한 이름으로 dll 파일과 txt 파일을 다운로드 한다. 해당 랜
섬웨어는 랜덤한 이름으로 생성되지만 “yahoo! Widgets” 또는 “Driver Booster Backup” 등의 정상파일로
위장하는 파일 설명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의심을 피할 수 있다.
[생성파일]
%TEMP%\(랜덤명).dll
%TEMP%\(생성된 dll 파일이름 앞 6자리)~1.DLL.txt

.
[그림 1] 다운로드 된 dll 파일
해당 랜섬웨어는 rundll32.exe에 인젝션 되어 동작하며 사용자의 파일을 암호화하고 확장자를 zepto로
변경한다. 랜섬웨어를 다운로드했던 스크립트 파일도 암호화하기 때문에 감염 후 스크립트 파일을 확인
하기 어렵다.
[감염 후 파일 이름]
(사용자 식별값 세 섹션)-(랜덤 값 두 섹션).ze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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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암호화된 파일
해당 랜섬웨어를 다운받는 스크립트 파일들은 “monthly_report”, “office_equipment” 등의 업무용 키워드
가 포함되어 유포되고 있다. 때문에 특히 각종 기관 및 회사 내 사용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또한 Locky 랜섬웨어는 올해 2월 첫 발견 이후 꾸준히 국내에 유포되고 있는 랜섬웨어이다. 최근 Locky
랜섬웨어가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dll 파일로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내
에 추가 피해 사례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과 첨부파일을 열람하지 않고
스크립트 및 매크로를 임의로 실행하지 않도록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3] 바이로봇 Locky 랜섬웨어 대응현황

□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Trojan.Win32.U.Locky.164864
Trojan.Win32.Locky.159232
Trojan.Win32.Locky.159232.E 외 다수
※ 랜섬웨어 감염 예방방법 : http://www.hauri.co.kr/Ransomware/prevention.html

작성자 : herme_d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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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컬럼
아래와 같이 ‘포켓몬 고’ Bot 제어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메인 화면이 나타난다.

어릴 적 포켓몬스터를 보고 자란 사람이라면, 특
히 빵 속의 스티커를 모아 본 적이 있을 만큼 포
켓몬스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포켓
몬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는 비현실적인 꿈을 꾼

[그림 2] 몬스터볼 이미지 아이콘

적이 있을 것이다. 놀랍게도 IT 기술의 진보 덕분
에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되었다.
올 여름 출시된 ‘포켓몬 고’ 는 iOS 및 안드로이드
용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으로, 전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림 3] Bot 메인 화면
언뜻 보기에는 ‘포켓몬 고’ 계정에 로그인하고 최
신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정상적인 Bot 제어
프로그램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드를 확인한 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고 오로
지 사용자의 Gmail 계정을 탈취하는 악의적인 행
[그림 1] 포켓몬 고 플레이 화면

위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예를 들어 우측 하단의 Version 버튼을 클릭할 경

국내에는 ‘포켓몬 고’가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았지

우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것 이외에 별다른 행위

만 유일하게 ‘포켓몬 고’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알

를 하지 않는다.

려진 속초는 ‘태초마을’ 또는 ‘속초마을’로 불리며
수많은 포켓몬 트레이너들의 발걸음이 이어져 때
이른 성수기를 맞이하였다.
언제나 리우 올림픽 등 그때그때 화젯거리를 적절

[그림 4] Version 버튼 클릭 시 실행되는 함수

히 이용하는 악성코드 유포자들이 이를 지켜보고
만 있을 리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가상세계 속 포

사용자가 텍스트 박스에 자신의 메일 계정과 패스

켓몬을 포획하기 위해 몬스터볼을 던지는 동안 현

워드를 입력하고 우측 중앙의 Login 버튼을 클릭

실 세계에서는 감염시킬 대상을 포획하기 위해 미

할 시 악성코드 제작자가 지정한 특정 메일 주소

끼를 던지고 있다.

로 입력한 계정 정보를 전송한다.

현재까지 발견된 포켓몬고 관련 악성코드를 소개
한다.
1. Gmail 계정을 탈취하는 Bot
몬스터볼 이미지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여 실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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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ogin 버튼 클릭 시 실행되는 함수
[그림 8] 생성된 DetoxCrypto 파일
전송된 메일 계정 정보는 아래와 같이 지정된 메
일함에 차곡차곡 보관된다.

파일 감염이 끝나면 바탕화면이 피카츄 그림으로

(포르투갈어로 ‘Contas Roubadas’는 도난 당한 계

바뀌고 다음과 같이 복호화하기 위한 비트코인 결

정을, ‘Senha’는 암호를 의미)

제를 요구하는 창이 나타난다.

[그림 6] 전송된 메일 계정 정보
2. DetoxCrypto

[그림 10] 비트코인 결제 요구 창

기존에 존재하던 악성코드를 수정하여 ‘포켓몬 고’
관련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생성되는 파일 종류 및 파일명을 확인한 결과 기
존의 DetoxCrypto 랜섬웨어의 변종으로, 이미지
및 파일명, 파일 정보를 수정한 형태로 배포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최초 Dropper 파일은 엑셀 파일로 위장한 형태이
며 실행 시 특정 경로에 DetoxCrypto 파일들을
생성한다.

[그림 7] DetoxCrypto Dropper
Dropper 파일 실행 시 특정 경로에 랜섬웨어 실
행 파일인 MicrosoftHost.exe를 포함한 이미지 파
일, 사운드 파일, 추가 실행 파일을 생성하는데 이
는 DetoxCrypto 랜섬웨어의 특징이다.

감염 대상 파일의 확장자는 다음과 같다.
.bak

.rar

.csv

.backup

.pst

.all

.mdf

.7z

.s3db

.3ds

.jpg

.rns

.sql

.tar.bz2

.sqlitedb

.pdf

.jpeg

.pptx

.cs

.tar

.dbf

.eps

.bmp

.xltx

.php

.cab

.myd

.psd

.JPG

.png

.xls

.iso

.ibd

.psb

.JPEG

.PNG

.doc

.dat

.ibz

.acbl

.BMP

.GIF

.xlsx

.mdb

.xlt

.cdr

.cpr

.gif

.docx

.db

.ppt

.txt

.zip

.sqlite

.pptx

.xml

[표 1] 감염 대상 파일 확장자
3. Hidden Tear
올해 초, 오픈 소스 교육용 코드 ‘Hidden Tear’를
이용한 랜섬웨어가 발견되었다. 한동안 소식이 없
던 이 랜섬웨어는 ‘포켓몬 고’의 열풍을 타고 그동
안 숨겨왔던 모습을 드러냈다. 피카츄 모양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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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콘을 더블클릭하면 모니터 가득 화면 보호기를

이 랜섬웨어에는 몇 가지 작은 특이사항이 있다.

실행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기존의 Zcrypt 랜섬웨어와 유
사하게 다른 드라이브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
본을 생성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Autorun.inf
파일을 생성한다.

[그림 11] 피카츄 이미지 아이콘

[그림 12] 감염 시 나타나는 화면보호기
감염된 사용자가 모니터를 가득 덮은 화면 보호기
에 당황하고 있을 때, 백그라운드에서는 조용하고

[그림 15] 복사본 및 자동 실행 파일 생성
관리자 그룹에 ‘Hack3r’ 사용자를 추가하여 백도
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신속하게 악성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림 16] 관리자 그룹에 사용자 추가
[그림 13] 실행중인 Hidden Tear 랜섬웨어

특정 백신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시킨다.

감염된 파일의 확장자는 ‘.locked’로 변경되며 감
염 대상 파일의 확장자는 아래 표와 같다.
[그림 17] 백신 프로세스 강제 종료

작성자 : GypsyQueen
[그림 14] 파일 감염 후 확장자 변경
.txt

.mht

.ppt

.png

.sln

.html

.rtf

.docx

.pptx

.csv

.php

.xml

.doc

.xls

.odt

.sql

.asp

.psd

.pdf

.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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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b

.aspx

.htm

.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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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감염 대상 파일 확장자
20

Security Magazine

PDF의 탈을 쓴 EXE
Upatre 악성코드 분석

보안 컬럼
DispatchMessage 함수를 이용하여 시스템으로부
터 받은 메시지를 생성된 윈도우로 전달한다.

Upatre는 DYRE, ZEUS 등 여러 종류의 추가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여 시스템에 피해를 입히는 악
성코드이다. 2013년에 등장하였으며 지금은 유포

[그림 4] 메시지 전달

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 수많은 변종들이 발견
되고 있다. 주로 이메일의 첨부파일로 유포되며
PDF 아이콘과 메일 내용을 통해 문서파일로 속여
악성코드 실행을 유도하는 사회공학적 공격 기법
의 대표주자이다.

윈도우에서 특정 메시지를 받으면 VirtualProtect
함수를

이용해

data

섹션

일부

READWRITE 권한을 주고 해당 위치에 난독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복호화 한다. 이후 복호화 된 코드
를 호출하여 악성행위를 이어간다.

[그림 1] Upatre 악성코드 아이콘
이번 컬럼에서는 Upatre 악성코드가 어떤 동작을
통해 추가 악성코드들을 다운받는지에 대해 분석
해보도록 한다.

[그림 5] 데이터 복호화

처음 악성코드가 실행되면 클래스명 "Wasender"
로 클래스를 생성한다.

[그림 6] 복호화 루틴
[그림 2] 클래스 생성
감염 PC의 컴퓨터 이름을 확인한다.
생성한 클래스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
는 윈도우를 생성한다.

[그림 7] 컴퓨터 이름 확인
감염 PC의 OS 버전을 확인한다.

[그림 8] OS 버전 확인
[그림 3] 윈도우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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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폴더에 inf 파일을 생성한다. 해당 파일에는

보안 컬럼
PC IP를 전송한다.

실행된 악성파일의 경로가 포함되어 있다.
- 생성 경로 : (임시폴더)\tmpB7C3.inf

[그림 13] PC 정보 전송
[그림 9] inf 파일 생성
HTTP 응답 메시지로 수신한 데이터를 실행하여
아래와 같은 경로의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추가 악성행위를 수행한다.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경로로 자가 복제를 하고
복제된 파일로 다시 프로세스를 생성한다.
- 확인 경로 : (임시폴더)\cmuxamaf.exe

[그림 14] 수신 데이터 실행
[그림 10] 자가 복제
위에서 확인한 경로에 파일이 존재할 경우, 감염
PC의 IP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 도메인으로 연결
을 시도한다.
- 연결 도메인 : icanhazip.com

Upatre 악성코드는 주로 해외 뱅킹 악성코드를 다
운로드하지만, 랜섬웨어를 다운로드하여 감염시킨
사례가 존재하고 새로운 악성코드를 얼마든지 다
운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국내 사용자들의 주
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의심스러운 메일의
첨부파일은 윈도우 폴더 옵션을 통해 실제 확장자
를 반드시 확인하거나 실행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
하다.

[그림 11] 감염 PC의 IP 확인
이어서 다수의 C&C 서버로 연결을 시도한다.

[그림 12] C&C 서버 접속 시도
서버로 접속이 될 경우 HTTP GET 메시지를 통해
앞서 확인해 둔 컴퓨터 이름, OS 버전 정보,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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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월간 악성코드 상세분석
Blackmoon 악성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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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moon 악성코드
랜섬웨어에 밀려 입지가 좁아졌던 뱅킹 악성코드
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달라는 듯 더 강해진 모습
[그림 3] 무한루프 안티 디버깅

으로 돌아왔다. blackmoon 컴파일러로 제작된 이
뱅킹 악성코드는 기존의 뱅커들이 새로운 프로세
스에 코드 인젝션 정도의 수준으로 악성 행위를

(3) 시간을 체크하는 쓰레드를 생성해 안티 디버

수행한 것에 반해 수많은 자가보호 기법으로 중무

깅 기능을 수행한다. 안티 디버깅 과정은 특정 메

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배포되고 있는 이

모리 영역에 복사된 GetTickCount 함수와 Sleep

Blackmoon 악성코드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본

함수 호출을 통해 CPU 실행시간을 체크한다. CPU

다.

실행 시간의 차이가 커질 경우 데드루프로 빠지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Sleep 함수에 브레이크
포인트(0xCC)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GetTickCount와 Sleep 함수를 통한 안티 디버
깅. GetTickCount 함수는 API 호출이 아닌 특정
메모리 영역에 코드 복사를 통해 실행)

[그림 1] 악성코드 도식도
34e9.dll
(1) FSG 2.0으로 패킹되어 있으며 실행되면 .code
영역에 코드를 언패킹 한다. 이후 실행하는 API들
중 주요한 몇몇 API는 API의 EP+2 바이트 위치를
호출해 API BreakPoint를 우회한다.
(※ API EP + 2 바이트를 통한 안티 디버깅 )

[그림 4] GetTickCount를 이용한 안티 디버깅
(4)

csrss.exe

프로세스를

오픈한

뒤

ZwSuspendProcess / ZwResumeProcess 함수를 통
해 프로세스를 중지시킨 뒤 재시작 시킨다. 디버
깅 중인 경우 csrss.exe 프로세스가 중지될 때 화
면이 멈춰 더이상 분석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 csrss.exe 프로세스 suspend를 통한 안티 디버
깅 수행)

[그림 2] FSG 2.0 언패킹
(2) 악성코드가 실행되면 SendMessageA 함수 EP
코드에 쓰기권한을 주고 JMP Self 코드로 수정한
다. (JMP Self = 0xEBFE)

[그림 5] Suspend를 이용한 안티 디버깅
(5) 데드루프에 빠지지 않고 일정 시간 지나게 되
면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한다.
프로세스 : C:\Windows\System32\cacls.exe

(※ JMP Self를 설치 후 SendMessageA 함수 호출
을 통해 디버깅을 방해하는 안티 디버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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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성된 프로세스의 특정 메모리 영역을 해제
하고 다시 할당한 뒤 실행한다.

[그림 11] C&C 연결시도
(11) 정상적으로 연결되면 암호화된 문자열을 복
[그림 7] 메모리 재매핑

호화 한 뒤 서버로 통신을 시도하며, 정상적으로
통신되면 recv 함수를 통해 파밍에 사용할 정보를

(7) 자동실행을 위해 레지스트리에 값을 추가한다.

받아온다. (현재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레지스트리 키 :
HKlm\SOFTWARE\Microsoft\Windows\
CurrentVersion\Run
레지스트리 이름 : Random
레지스트리 값 : 악성코드 실행경로

[그림 12] C&C로 정보 전송

[그림 8] 자동실행 경로 추가
(8) 생성했던 프로세스가 실행되면 중복실행 방지
를 위한 뮤텍스를 생성한다.
뮤텍스 명 : M_Test

(12) 레지스트리에서 인터넷 시작주소를 변경한다.
레지스트리 키 :
HKCU\Software\Microsoft\Internet Explorer\
Main
레지스트리 이름 : Start Page
레지스트리 값 : www.naver.com

[그림 9] 뮤텍스 생성
(9) URL을 주소로 변환하기 위해 DNS 쿼리를 보
낸다.
URL : users.qzone.qq.com

[그림 13] 시작 페이지 변경
(13) 서버를 열고 대기한다.

[그림 14] 서버를 열고 대기
(14) 레지스트리에 로컬 프록시를 설정해준다. 이
[그림 10] DNS 쿼리 전송

를 통해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열 때 악성코드
로 리다이렉션 해주며 파밍 페이지를 출력한다.

(10) 질의한 주소에 연결을 시도한다.

레지스트리 키 :

주소 : 103.*.**.**

HKCU\Software\Microsoft\Windows\
CurrentVersion\Internet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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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트리 이름 : AutoConfigURL
레지스트리 값 :
http://localhost:1159/0695DEC26B8C7BEF2253C

[그림 15] 로컬 프록시 설정
(15) 시스템 드라이브로부터 공인인증서가 존재하
는지 확인한다.

[그림 16] 공인인증서 존재여부 확인
(16) 공인인증서가 존재할 경우 위에서 생성한 폴
더 내부에 C_npki 폴더로 인증서를 복사하고 압축
한다.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아 서버
로 전송하지 않는다.)

[그림 17] 공인인증서 탈취

작성자 : k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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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동적 분석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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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여 트리 형태로 보여준다. 리소스 또한 디코

악성코드 동적 분석 정의

드 하여 보여주므로 AndroidManifest.xml를 따

악성앱 분석방법은 정적분석과 동적분석으로 나
눌 수 있다. 정적분석은 코드를 디컴파일하여 직

로 변환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jadx-gui
또한 무료이다.

접 분석하는 방식이고, 동적분석은 악성앱을 단
말기나 가상환경에 설치하고 실행한 뒤 행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정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코드를 디컴파일해
야한다.

자바

디컴파일

도구로는

대표적으로
[그림 4] jadx-gui

dex2jar와 jadx가 있으며 둘 다 dex 파일을 jar
파일로

변환해주는

도구이다.

다음

그림은

dex2jar를 이용하여 디컴파일하는 장면이다.
./d2j-dex2jar.sh [apk 또는 classes.dex]
[그림 5] 디코드 된 AndroidManifest.xml

[그림 1] dex2jar 디컴파일
변환한 jar 파일을 jd-gui로 연 화면이다. jd-gui
로 열면 클래스 파일들을 트리 형태로 보여준다.

아래 그림은 MainActivity의 onCreate 메소드이
다.

jd-gui는 무료라는 장점이 있다.

[그림 2] jd-gui

[그림 6] onCreate 메소드

아래 그림은 MainActivity의 onCreate 메소드이

Shared library 파일을 IDA로 원격 디버깅하는

다.

방법이다. adb shell에 접속하여 default.prop 파
일을 열어본다. ro.debuggable=0으로 되어 있다
면 AndroidManifest.xml에서 디버깅으로 변경하
여 다시 리패키징해준다.

[그림 7] default.prop
[그림 3] onCreate 코드
IDA에 있는 android_server 파일을 기기에 저장
jadx-gui의 경우 dex 파일을 jar 파일로 자동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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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버깅하고자 하는 코드 위치에 브레이크 포인
트를 걸어둔다.

[그림 9] android_server
[그림 15]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

android_server의 파일에 실행 권한을 준다.
- chmod 6755 android_server

[그림 10] 권한 변경

앱을 디버그 모드로 변경해줘야 하는데 방법이
3가지가 있다.


개발자 옵션에서 wait for debugger 상
태로 변경

android_server 파일을 실행한다.
- ./android_server



am start 명령어에서 -D 옵션



waitForDebugger() 메소드를 코드에 직
접 삽입한 뒤 리패키징

[그림 11] 실행
adb 서버 23946으로 포트 포워딩해준다.
- adb forward tcp:23946 tcp:23946
[그림 12] 포트 포워딩
Debugger->Attach->Remote ARMLinux/Android
debugger를 클릭한 뒤 디버깅하고자 하는 앱을
선택한다.

[그림 16] wait for debugger1
다음

그림은

개발자

옵션에서

Wait

for

debugger 상태로 변경하여 앱을 실행한 장면이
다.

[그림 13] attach
IDA6.6 이상부터는 dalvik 디버거를 지원하므로
dex 파일을 원격 디버깅 할 수 있다. 먼저 디버
깅하려는 앱을 열어 classes.dex 파일을 선택한
다.

[그림 17] wait for debugger2
IDA에서 attach 해서 앱을 선택한다.
[그림 14] classes.dex 선택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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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패킷수집
악성코드 분석 시 정적 분석을 하면 빠르게 분
석을 할 수 있고 전체 코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제 악성코드를 분석하면
앱을 동작시켜서 서버로부터 값을 받아와야 하
는 부분 등 정적 분석만으로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다. 분석가는 한가지 분석법에 치우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그림 18] attach

좋다.

F9를 눌러 Run 하면 브레이크 포인트 지점까지
작성자 : TS

실행하게 된다.

[그림 19] run
대부분 악성앱들은 서버와 통신을 한다. 다음은
tcpdump를 이용하여 패킷을 캡쳐하는 방법이다.
우선 tcpdump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단말기
를 리마운트한다.
- adb remount

[그림 20] 리마운트
tcpdump 파일을 /system/xbin에 저장한다.
- adb push tcpdump /system/xbin

[그림 21] tcpdump저장
tcpdump 파일에 실행권한을 준다.

[그림 22] 실행권한 변경
패킷을 수집한다.
- tcpdump –I eth0 –p –s 0 –w [저장 될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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